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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rial Cable 변경(Cross->Direct) 

[Serial Port]-[connect]메뉴 선택 추가 

Update 후, 터치보정 및 Mac Address 수정 추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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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상표 
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. 

CUPC는 Comfile Technology의 등록상표입니다. 

기타 다른 상표는 해당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. 

 

알림 
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어떠한 부분도 사전에 폐사와의 

문서 동의 없이 복사되거나 변경, 재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수 

없습니다. 

 

주의사항 
인쇄된 설명서는 인쇄된 시점에서는 최신 버전 이지만, 인쇄된 후 시간이 경과된 뒤에 

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, 기존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의 설명서는 

항상 인터넷 홈페이지 (www.comfile.c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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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 USB Driver Install 

PC에 Download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, 원하시는 폴더에 파일들을 저장합니다. 

(관련파일 : dnw.exe, secbulk.inf, secbulk.sys, cuwin_**.nb0) 

[그림 1]과 같이 PC와 CUWIN을 Serial Cable및 USB Cable을 이용하여 연결하고, MODE 

설정 스위치를 그림과 같이 OS Down Mode로 설정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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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연결 및 Mode 설정 

모드 설정과 케이블 연결 후, CUWIN에 전원을 인가하면, 새 하드웨어가 검색되고, 하드웨

어 검색 마법사가 실행됩니다. [그림 2]처럼 “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”를 선택 후, 다

음 버튼을 클릭합니다. 

 

[그림 2] 마법사 시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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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파일들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. 

 

[그림 3] 폴더 찾아보기 

 

[그림 4] 검색 마법사 

목록에서 하드웨어를 선택 후,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. 

 

[그림 5] 적합한 하드웨어 선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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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에 SECBULK.sys 파일의 위치를 물어오는데,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정한 후, 

확인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됩니다. 

 

[그림 6] secbulk.sys 파일 위치 설정 

 

 

[그림 7] 설치 완료 

 

드라이버 설치는 한번만 진행 하시면 되며, 이전에 설치를 하였다면 제2장부터 진행 하시면 

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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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 OS Image Download 

[그림 1]과 같이 연결 및 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, DNW.exe를 실행합니다. 

 

[그림 8] DNW.exe 실행 

정상적으로 USB Driver가 설치되고 Cable이 연결되어 있으면, [그림 8]과 같이 [USB:OK]

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[USB:X]라고 표시가 된다면 Driver를 재설치 하시거나 

Cable 연결 상태를 확인 하여 주십시오. 

메뉴에서 [Configuration]-[Options]를 선택하면 [그림 9]와 같은 설정화면을 볼 수있습니

다. Baud Rate는 115200bps로 설정하고, COM Port는 현재 연결된 PC의 COM port로 설

정합니다.  

 

[그림 9] UART 설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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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 Port 설정이 완료된 후, 반드시 [Serial Port]-[Connect]메뉴를 선택하여 [그림10]에

서와 같이 프로그램 제목표시줄에 선택한 COM Port 설정이 보여지도록 합니다. 

UART 설정 및 Serial Cable이 정상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면, PC의 [Enter] Key를 누르면 

[그림 10]과 같은 Menu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

 

[그림 10] Menu 화면 

PC의 숫자 키 “1”을 누르면 [그림 11]과 같이 Memory Test가 진행되고, 완료 후 Image

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합니다. 

 

[그림 11] Memory test 완료 및 Waiting Image Dow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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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2]와 같이 [USB Port]-[Transmit]-[Transmit] 메뉴를 선택합니다. 

 

[그림 12] Transmit menu 선택 

Download할 Cuwin_***.nb0 파일을 선택 후 [열기] 버튼을 클릭하면, [그림 14]처럼 

Image가 Download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

 

[그림 13] nb0 파일 선택 

 

[그림 14] Image Download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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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wnload가 완료되면 “Download O.K.”라는 메시지와 Menu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. 

*주의 : OS Image가 Download 되는 중에는 전원 및 Cable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해주십

시오. 

 

[그림 15] Download 완료 

PC의 숫자 키 “2”를 누르면 Download 받은 파일을 NAND FLASH에 Fusing합니다. 

Fusing이 완료되면, “NAND Fusing End!!!” 메시지와 Menu 화면이 출력됩니다. 

 

[그림 16] NAND FLASH Fusing 완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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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의 숫자 키 “3”을 누르면, “CUWIN Start~~”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, CUWIN이 부팅되

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

 

[그림 17] CUWIN Start 

 

Image 변경 후, 최초 부팅은 약 3~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. 

CUWIN이 정상적으로 부팅되면 OS Update가 완료된 것 이며, 이후 부팅은 사용자가 원하

는 Mode로 설정 하신 후 부팅하시면 됩니다. 

 

* OS Image Update 후에는 터치 Calibration 정보 및 Ethernet MAC Address가 초기화 되

므로, CUWIN 매뉴얼을 참조하시어, 터치 보정 및 MAC Address를 다시 설정해주시기 바

랍니다. 

 


